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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에 어들어 삶의 질 개선으로 인한 생명  측면의 가치 증가로 인한 “웰빙", "웰니스”에 한 

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 유지와 체질 개선은 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각종 체질 개선 로그램, 운동 리, 음식 열량 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단순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어 지속 인 리에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 을 개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과 서비스 산업의 진 인 발 에 힘입은 개인 특성화 서비스의 개념을 참조  융합하여, 개인 맞

춤형 건강 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오늘날 사회는 “웰빙(Well-Being)”과 “웰니스

(Wellness)” 라는 문화  트 드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인한 

생명  측면의 가치 증가로 개인의 질병을 방하고 리

하는 건강 리에 을 두고 있다. 어떻게 건강을 효율

으로 리해야 하는가에 한 일부 연구에서는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유  노화과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규칙

인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 체크, 올바른 양섭취, 건 한 

생활습   규칙 인 운동 등은 부정 인 측면의 건강

리 과정을 방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라고 언 하고 있으며, 요약하자면 신체 특성상 식사요법

이나 양 권장량 등에 한 기  지식 습득과 지속 인 

운동이 요하며 이에 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이러한 건강정보에 한 리를 해 기존에는 음식정보 

혹은 운동정보를 수록하여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량

계산 후 총 열량을 출력하는 등의 단순한 형태의 시스템 

는 서비스들이 체질개선 로그램, 운동 리, 음식 열량 

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서

비스들은 과거 데이터의 확인이 불가하거나 어렵고 단순 

데이터에 한하여 제공하여 심도 깊은 추후 리나 정보 추

출이 불가능한 한계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 들을 극복하기 하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장되는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하여, 이러한 설계 환경 개발을 해 설계 결과물로 획

득한 방 한 양의 데이터에 한 리를 모색한다[2].

  열량 심의 식단 추천과 음식 분류에 의한 식단 성향을 

악 할 수 있는 성과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선 으로 

개인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다양한 방향의 데이터베이스 응

용 연구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련 연구를 통해 

개인화의 특성을 확인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구  상황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체 인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개발 방향에 해 고찰한

다.

2. 련 연구

  본 시스템은 경 학 분야의 경 정보시스템에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의 연 성을 

찾아 볼 수 있다. CRM의 개념은 고객과의 계지속을 통

해 고객을 결과 으로 조직의 일원으로 이끄는 마  

략이라 할 수 있다[3]. CRM 서비스를 직 으로 구 한 

것은 아니지만, CRM이 가지는 개인에게 특화된 성질은 마

 혹은 IT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경 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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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참조하여 본 시스템에

서는 사용자와의 계 리를 통해 개인에게 특성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 다[4].

  한편, 개인화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약

해주고 손쉽게 근하도록 고객 선호도에 따라 동 으로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5].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CRM

의 성격으로부터 시스템의 특성을 정의하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개인 식단, 운동 정보와 같은 개인성이 짙은 정보

를 사용자 본인이 직  리하되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리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개인화와 편리성을 추구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식단  운동정보에 한 리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하

고 이에 기반한 추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개인화

를 정의한다.

3. 개인건강 리 시스템의 설계  구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화 특성을 수하면서 기

존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두기 해 데이터베이스를 극 

활용하여 과거 데이터를 확인  리 가능토록 설계하

다. 데이터의 지속 인 장 후 그래   사용자의 식단 

성향을 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 정보를 통해 사용자

가 식습  성향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식습 의 조정이 가

능하다.

  개발환경으로 객체지향 로그래  언어인 C#과 데이터

베이스 MS-SQL을 채택하여 이를 연동하여 체 인 시

스템을 설계하 다.

3.1. PHMS의 설계

  개인 맞춤형 건강 리 시스템(PHMS:Personal Health 

Management System)은 크게 기능 인 부분으로 분류하

을 때, 사용자의 리에 을 두는 주 기능부와 단순 

정보제공에 을 두는 부 기능부와 같이 2가지로 분류된

다. 주 기능부는 식단, 운동, 개인정보를 지속 으로 리

하고 이에 한 정보를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일일 단 로 

장되는 데이터를 통해 그래 , 테이블과 같은 매체로 확

인이 가능하다. 부 기능부는 체형 단, D-Day 설정, 시

피 검색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며 이와 같은 기능은 특별히 

개인 사용자에만 한하는 기능은 아니다.

  상기 기술한  PHMS의 기능구성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PHMS 기능구성도

  PHMS의 시스템 순서도에 해 기술하자면 우선 으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장하

는 것으로 시작한다. 장된 정보를 비교하여 로그인을 수

행하고, 메인 화면에서 일일 입력을 하거나 BMI를 확인 

 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History DB에 지속 으로 

장을 수행한다. 일일입력이 수행된 후에는 식단 정보나 

운동정보를 확인  수정하거나 부 기능부에서 기술하 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각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한 

후 로그아웃을 통해 시스템이 종료된다.

  에서 기술한 순서를 도식화한 (그림 2)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PHMS의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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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HMS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PHMS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리  제공을 목 으로 

하여 8개의 테이블로 구성하 으나 심 인 역할을 수행

하는 테이블로 분류하자면 크게 개인 정보, 식단, 운동, 일

일입력정보와 같이 크게 4가지 테이블로 축약된다. 식단 

 운동정보와 같은 기존에 정의  장된 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경우 사용자의 입력정보에 의존하여 데이터의 구성 

 리가 진행된다.

  사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로그인시 신원정보 확인을 해 

사용되며 상기 기술한 식단, 운동 테이블은 사용자의 입력

정보에 기반하여 일련의 정보제공을 한 기본 데이터가 

된다. 

  DBMS는 재 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 후 PHMS 상에서 데이터를 

습득하여 DBMS와의 소통을 진행한다.

3.3. 메인 화면

  로그인 화면을 거쳐 인증 후 화면에 출력되는 메인 화면

은 일일식단  운동 황의 입력이 용이토록 구성되어 있

으며,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우측 상단의 3단 달력을 통

해 해당일자의 섭취  소모 칼로리와 식단, 운동 황을 

간략하게 확인 가능하다.

(그림 3) 3단 달력 화면

  부가 인 기능들은 상단 메뉴를 통해 사용 가능하며, 기

존에 장된 정보의 확인  수정이 가능한 리부와 사용

자의 재 비만도를 측정 가능한 체형 단부로 구성하

다. 사용자별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에 근, 식단  운동 

정보를 일일별로 입력  장을 수행하며 주별 혹은 월별

로 개인의 입력정보에 한 데이터를 메인 화면, 표로 확

인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PHMS의 메인화면은 다

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메인 화면

3.4. 식단  운동 정보 리

  리 기능은 개인, 식단, 운동 정보로 구분된다. 지속

으로 변화가능성이 높은 와 같은 정보들은 사용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리측면에서 보았을 때, 추가되는 식

단 정보 혹은 운동정보에 한 추가, 수정, 삭제와 같은 기

능들을 수행하기에 하고 소정의 수정작업을 통해 시스

템 리의 용이성 한 획득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시스템 가입시 장되는 정보로 계

정명, 비 번호, 성명, 나이, 몸무게와 같이 5가지 항목이

며, 추후에 개인 메뉴를 통해 비 번호  개인정보를 수

정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입력시 오타, 식단  운동 

변경에 따른 가변 인 내용들을 유연하게 수정하여 보다 

효율 인 정보 장  확인이 가능하다. 한 개인정보에

는 사용자의 체형 단 후 해당내용을 개인정보 테이블에 

동시에 장할 수 있도록 하 고, 지속 으로 축 된 과거

데이터로부터 SQL의 조인 연산문을 이용하여 생성된 테이

블을 구성하여 이러한 테이블로부터 육류, 채소류와 같은 

카테고리 내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유형을 추출한다.

  식단의 경우 에서 언 한바와 같이 육식, 채식과 같은 

식단의 성향을 악할 수 있고, 운동의 경우 사용자가 주

로 수행했던 운동의 종류 혹은 시간을 략 으로 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의 편 된 식단, 운동 

성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 한 부가

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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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로그래  언어 

C#에서의 ADO.NET API를 활용하 으며, 데이터베이스 

MS-SQL과 OleDB방식으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다.

  각종 서 , 논문, 자료검색을 통해 식단  운동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 으나 해당 분야에 한 심도 

깊은 이해  정확도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열량 부분에 

한 정확한 정보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부가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환경에서 보다 개선된 

근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태를 해 사용자 입력데이터

의 그래 화와 같은 직  인터페이스 개발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고려된다.

  향후 연구로써 개인의 입력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

자의 입력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분석 방법인 데이터마이

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사 집단의 식단  운동 정보를 

추천하는 형태에 해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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